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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적정기술은 과학기술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의 삶을 개

선할 뿐만 아니라, 기술 자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여 

대학의 공학교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생들이 

적정기술이라는 개념을 접함으로써 공학 전공 학생들의 전문

지식 습득에 대한 강한 동기유발과 공학인으로서 직업에 대한 

태도 등 인성교육이 함양되는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강화하는 등 적정기술의 교육적 활용가능성은 

매우 크다(이강, 한윤식, 김경미, 2013). 

특히 적정기술은 지역의 문화, 환경 등을 고려하고, 현지인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디자인 사고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 

디자인 사고는 집중적 사고, 확산적 사고, 분석과 통합, 실험의 

태도, 낙관적 문화로 이루어져 있으며(Roger, M, 2010), 인간

중심, 기술, 비즈니스라는 렌즈를 가지고 있다(Brown, T, 

2010; 박문형, 2013). 디자인 사고 과정은 공감, 문제정의, 아

Received May 7, 2016; Revised August 1, 2016
Accepted September 23, 2016
† Corresponding Author: yshan@handong.edu

이디어 도출, 프로토타입 제작, 테스트 순서로 진행된다. 이러

한 디자인 사고의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적정기술을 활용한 

공학설계활동과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으며, 공학설계에서는 

디자인 사고 개념이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적정기술을 활용한 공학설계활동은 아직까지 소비자

(User)보다 공학적 해법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다. 소

비자의 실제문제와 요구를 공학설계활동에 반영하기보다는, 설

계자가 추측한 ‘가상 소비자’의 문제와 요구를 반영하는 경우

가 많았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개발된 적정기술 제품들은 외

부로부터의 무상공급 없이는 자체적으로 보급 및 운영이 어려

우며, 현지에서 폐품으로 남을 수 있다. 

공학설계활동에서 디자인 사고를 접목하여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소비자를 이해하는 교육을 추가한다면, 궁극적으로 

적정기술 제품이 현지에서 지속가능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 디자인 사고를 

공학설계활동에 접목하고자 하는 시도는 일부 있었지만, 디자

인 사고를 어떻게 공학설계활동과 적정기술에 접목해야하는지 

그 방법과 사례가 소개된 적이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정기술 활용 공학설계교육의 예인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Vol. 19, No. 5, pp. 25~34, September 2016

적정기술기반 공학설계에서 디자인 사고의 적용을 위한 

대학생들의 설계활동 분석
김윤아*･한윤식**,†
**한동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An Analysis of the Design Activities in Appropriate Technology based 

Engineering Design in order to utilize the Concept of Design Thinking 
Kim, Yun-Ah*･Han, Youn-Shik**,†
**Handong Innovation Center for Engineering Education, Handong Global University
**School of Computer Science and Electrical Engineering, Handong Global University

ABSTRACT
The concept of the design thinking can be effective in engineering design process especially in developing the appropriate technology 
product.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student’s design activities during the ‘Creative and Integrated Design Academy for the other 
90%’ to solve the problem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sign thinking. Based on this analysis we propose 
the direction of the creative and integrated design activities to solve the appropriate technology products and also the direction of the 
future engineering design process.

Keywords: Appropriate Technology, Engineering Design Process, Design Thinking, Engineering Education



김윤아･한윤식

공학교육연구 제19권 제5호, 201626

‘소외된 90%를 위한 창의융합설계 아카데미(이하 적정기술기

반 공학설계활동)’에서 학생들의 설계활동을 ‘디자인 사고’의 

관점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기술기반 공학설계활동이 

나아갈 방향과 공학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적정기술기반 공학

설계활동에서 나타난 디자인 사고 요소는 무엇인가? 둘째, 학

생들의 적정기술기반 공학설계활동에서 나타난 디자인　사고　
요소는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디자인 사고

디자인 사고는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모두 사용하되 

확산적 사고에 더욱 능숙한 디자이너들의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김재명, 백봄풀, 2012). Bryan Lawson은 제품디자이너와 과학

자들의 문제해결 과정을 비교하는 실험을 하였고 그 결과 과학자

들은 문제를 조직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고 그 안에서 무엇인

가 솔루션을 제공할 만한 단서를 얻기 위해서 어떤 법칙을 찾으

려고 하는 반면, 디자이너들은 문제에 대한 기초적 탐구를 한 후 

여러 가지의 그럴듯한 솔루션을 나열하기 시작했으며 그 작업이 

좋다고 생각될 만한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계속 진행하였다.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디자이너들은 종합적 사고방

식을 가진 반면, 과학자들은 분석적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것이

다. 이를 도식화로 표현하면 <Fig. 1>과 같다(박문형, 2014). 

IDEO의 CEO인 Tim Brown은 소비자의 요구(Needs)를 해

답(Solution)으로 바꾸는 것을 디자인 사고라 정의하였고, 디자

이너의 감각과 방법을 통하여 창의적 사고(Creative thinking)

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기본적으로 IDEO가 주장

하는 인간중심(Human-centered design)을 강조하였다. 인간

을 관찰하고 공감하여 소비자를 이해한 뒤, 다양한 대안을 찾

는 확산적 사고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수렴적 

사고의 반복을 통하여 혁신적 결과를 내는 것이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 

Fig. 1 Lawson의 디자인 사고 도식

Fig. 2  Tim Brown이 정의한 디자인 사고과정

Fig. 3  Guido Kovalskys가 정의한 디자인 사고과정

스탠포드대학교 디스쿨(D.school)의 Guido Kovalskys는 디

자인 사고를 창의적인 혁신을 촉진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

하였고, 공감(Empathize), 문제 정의(Define), 아이디어 도출

(Ideate), 프로토타입 제작(Prototype), 테스트(Test)의 단계를 

거친다고 하였다. Tim Brown과 Guido Kovalskys의 디자인 

사고를 도식화하면 <Fig. 2>, <Fig. 3>과 같다. 

2. 적정기술을 활용한 공학교육

복잡하면서도 주관적인 사회문제를 다루는 인문학도들에게

는 적정기술이 자신들이 잘 모르는 과학기술을 사회문제 해결

에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빈곤문제 같은 

복잡다단한 사회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없던 이공계 학생들에

게는 적정기술이 자신들의 재능을 통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김동훈, 2011). 

  공학교육에서 적정기술은 학생들에게 지적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주고 공학교육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실천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한다. 학기 중에는 과학적이고 기술적

이며 혁신적인 접근을 통해 저개발국 혹은 개발도상국에서 직

면하고 있는 문제에 접근하여 공학설계 및 문제해결 방법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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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여 적정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방학기간에는 현지에 방

문하여 개발된 적정기술을 적용하고 현지인들과의 협력을 통

해 지역개발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위와 같은 다양한 도

전적인 과제를 수행하고 경험을 해보며 향후에는 공학도로서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사회 개발과 관련한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서원석, 이창훈, & 양나연, 2013).

국내에서는 한동대학교, 한밭대학교, 부산대학교에서 적정기

술을 활용한 경진대회, 캠프, 봉사프로그램 등을 진행해왔으며, 

국외에서는 미국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스탠퍼드 대학, 홈볼트

주립대학교, 조지아대학교 등에서 적정기술을 활용한 공학교육

활동을 활발히 진행해왔다. 그 내용은 다음 <Table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김재명, 백봄풀, 2012).

Table 1 국내외 적정기술 활용 공학교육 실태

한동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그린적정기술연구센터)

글로벌 기독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최빈국 지역공동
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 공학설계입문, 캡스톤설계, 해외전
공봉사, 해외창업과제라는 강좌를 개설하여 적정기
술 활동을 위한 소양부터 전문적인 교육을 유기적으
로 수행

한밭대학교
(적정기술연구소)

적정기술 논문집 발간, 워크숍 개최, 서적발간, 정책
제안 및 과제 수행, 적정기술 동아리 활동을 지원. 

‘제1회 소외된 90%를 위한 창의적 융합설계 경진대
회’를 시작으로 현재는 정부 유관기관과 학생들이 
공동으로 적정기술 프로젝트를 수행

부산대학교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ITS

대학과 협력을 통해 국제공학봉사설계 프로젝트라는 
수업을 개설. 공학도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실질적인 공학문제해결을 위해 학생 중심의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D-Lab)

봄과 가을학기 동안 소외계층을 위한 국제개발 프로
젝트를 배우고 실행하는 디자인 스튜디오 과정 운영. 

지역개발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협력하면서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지역 파트너와 함께 시제
품을 제작.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기술조사를 하고, 

개발된 기술을 현지 적용.

스탠퍼드대학
(D-school)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겨울학기와 봄학기에 ‘최고
의 적정성을 위한 기업가적 설계’라는 강좌를 개설하
여 운영. 겨울학기에는 수요발전, 사용자 공감, 신속
한 프로토타입과 반복, 협력적인 역동성을 다루며, 

봄학기에는 캡스톤 국제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설계와 
비즈니스 모델을 반복 보정. 

홈볼트주립대학교
(CCAT)

적정기술 캠퍼스 센터(CCAT)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재정을 투자, 기획 및 실행하는 프로세스로 운영.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국가적인 모델을 제시. 

조지아대학

적정기술에 대한 자신의 생각 및 철학에 관한 보고서 
작성. 적정기술 및 지속 가능한 기술적 개발에 관한 
최신 동향 발표. 팀워크를 통한 적정기술 제품 설계 
및 시제품 제작. 기술교육에 적용 가능한 적정기술 
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15년 7월에 개최된 “제 8회 소외된 90%와 함께하는 

창의융합설계아카데미”를 스탠포드대학교 디스쿨(D.school)에서 제

시하는 디자인 사고과정을 토대로 분석한 사례연구이다. 전국의 

112명 대학생이 참가하였으며, 설계문제는 4개 분야(에너지-기계, 

주거-환경, 물, 전기-IT)에 대해 각 분야 당 3개의 문제를 제시하여, 

총 12개의 설계문제를 다루었다. 각 분야의 전문가 26명이 튜터로 

참석하여 학생들의 설계활동을 튜터링하고 설계결과를 평가하였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가. 제 8회 소외된 90%와 함께하는 창의융합설계아카데미 실시

나. 제 8회 소외된 90%와 함께하는 창의융합설계아카데미 

프로그램 분석

다. 8개의 수상 팀의 자료 수합 및 분석

IV. 연구 결과

1. 적정기술기반 공학설계활동에서 나타난 디자인 사고 

요소는 무엇인가?  

가. 적정기술기반 공학설계활동과 디자인 사고 요소

4개 분야(에너지-기계, 주거-환경, 물, 전기-IT)에서 설계문

제를 3개씩 제출하였으며, 1문제당 2개 조가 배정되어 설계활동을 

하였다. 각 분야에서 제시한 설계문제는 학생들에게 자료집 형태로 

Table 2 설계문제 제시 예

주제 라오스 산간 주민들을 위한 피코 소수력 전기 개발

대상지역 라오스 북부 산간 지역

배경 및 
개요

라오스 북부 산간지역에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 라오스는 
수자원이 풍부하고 수력발전에 용이하지만 산간 지역에는 송전이 
안 되어 전기 없이 살아가는 농촌 마을에 전기가 필요한 실정이다. 
라오스는 소수력 중에서도 낙차가 적은 곳이 많기에 적은 낙차에서
도 마을에 사용하기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소수력 발전시
스템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기가 공급된다면 산간 시골 주민에게도 
조명과 마을 회관에 TV를 설치하여 최소한의 문화적인 생활도 
가능할 것이다. 소하천은 마을에서 직선거리 500m에 위치해있고, 
라오스는 대체로 일사량이 풍부하다. 하지만 풍속은 매우 느리다. 

설계조건
마을에 30가구가 가구당 최소 20W(LED 10w 전구 2개)와 라디오
와 모바일 폰 충전용과 마을회관에 TV 및 공동 작업시설 조명에 
필요한 전기를 쓸 수 있게 설계하라. 

기대효과 산간주민들이 전등 설치로 야간 활동과 부업 및 문화생활 가능

주요용어 산간지역, 소수력, 전기, 태양광전기, 풍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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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었으며, 다음 <Table 2>는 에너지-전기 분야에서 제시

한 설계문제의 예이다. 

각 조는 2박 3일 동안 아래 일정표에 따라 1개의 설계문제를 

해결하였으며, 각 활동과 대응되는 디자인 사고요소는 괄호로 

표기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적정기술기반 공학설계 팀 활동 내용과 디자인사고 요소 대

응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 <Table 4>와 같다.   

Table 3 적정기술기반 공학설계 프로그램과 디자인 사고 요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오전
등록

비즈니스 캔바스(60‘)

(공감)

최종발표회(180‘)

(테스트)

팀 활동4: Design 

Alternative 

Exploration(90’)

(아이디어 도출)

팀 활동5: Preparing 

Poster 

Presentation(60’)

(프로토타입 제작)

점심식사 점심식사 점심식사

오후

개회식(30‘)

중간발표: Poster 

Presentation(60’)

(테스트)

폐회식 및 시상(90‘)
캄보디아 물 문제, 

적정기술 강의(40‘)

(공감)

라오스 거점센터 

사업과 적정기술 

강의(30‘)

(공감)

디자인 사고/ 

적정기술과 글로벌 

창업 강의(40‘)

How to present(10’)

How to Work(10’) 팀 활동6: Refining 

Design & Prototype

(아이디어 도출, 

프로토타입 제작)

팀 활동 

:Preview(60’)

(공감)

저녁식사 저녁식사

저녁

팀 활동1: Problem 

Definition(90’)

(문제정의)

네팔적정과학기술거

점센터 

소개/적정기술의 

현지창업(40‘)

(공감)

팀 활동2: 

Brainstorming(90’)

(아이디어 도출)

팀 활동7:Preparing 

Final Presentation

(270‘)

(프로토타입 제작, 

테스트)

팀 활동3: 

Design Space 

Exploration(120‘)

(아이디어 도출)

Table 4 팀 활동 내용과 디자인사고 요소

팀 활동 구분 활동 내용
디자인 사고 

요소

Preview 문제 및 팀원에 대한 간략한 소개 공감

Problem 
Definition

제시된 문제에 대한 배경지식, 제약조
건, 필요한 기능 등을 조사하여 문제
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함

문제정의

Brainstorming
팀원들이 정의된 문제에 대한 아이디
어를 제시하고 기록함

아이디어 
도출

Design Space 
Exploration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다양하
게 탐색함

아이디어 
도출

Design 
Alternative 
Exploration

팀원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평가하여 실
용화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선택

아이디어 
도출

Preparing 
Poster 

Presentation

선택된 아이디어를 튜터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프로토타입 제작

프로토타입 
제작

중간 발표 아이디어 발표 테스트

Refining Design 
& Prototype

중간발표 피드백을 토대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프로토타입 보완

아이디어 
도출, 

프로토타입 
제작

Preparing Final 
Presentation

프로토타입 완성 및 발표 준비
프로토타입 

제작, 테스트

최종 발표 최종 결과물 발표 테스트

나. 디자인 사고 관점으로 분석한 적정기술기반 공학설계 

활동

1) 공감(Empathize)

디자인 사고에서 공감은 사용자의 환경에서 직접 경험하고, 

사용자의 삶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지

만, 적정기술기반 공학설계에서는 사용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환경에서 직접 사용자를 관찰하고 경험

하기에는 경제적, 지리적 제약점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적

정기술을 활용한 설계활동은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설계활동이

므로 학업일정에 영향을 받으며,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용자를 

이해하는데 시간적, 문화적 제약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직접

적인 관찰, 사용자의 환경에 투입 이전에 간접적인 공감 경험

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현지 센터와의 연결, 현지 경

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튜터로 참여하였고, 적정기술 강의를 제

공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디자인 사고에서 말하는 공감의 지향

점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설계활동에서 사용자를 

공감하는 활동 및 경험은 활동 초반에 집중되어 있고, 일회성

으로 그친다는 점에서 디자인 사고의 공감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디자인 사고의 공감을 적정기술기반 공학설계에 활용하고 강

화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도출하였다. 현지 적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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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로부터 직접 설계문제를 출제 받고, 설계문제에 대한 사전 

지식 및 배경을 사용자(중개자 또는 현지인)로부터 동영상, 인

터뷰 내용, 사진 등으로 받는다. 이는 보다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용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또한 Skype 등을 통해 설계과정에 사용자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문제정의(Define)

디자인 사고에서 문제정의는 팀 구성원이 수렴적 사고, 확산

적 사고를 거듭하여 직접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적정기술 활용 설계활동에서는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아닌, 제시된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를 재정의 한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적정기술 활용 설계활동에서는 “팀 활동 

1: Problem Definition”을 통해 학생들이 문제를 재 정의하

는 시간을 가졌다. 디자인 사고에서 주장하는 문제정의에 비

해 적정기술기반 공학설계활동은 꽤 구체적인 위치에서 문제

정의를 시작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생들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정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만, 제시된 문제 자체가 구체적인 경우, 문제의 난이도가 높

아져 단기간의 설계활동으로 해결책을 찾기에 어렵다는 단점

이 있었다. 

한 예로, 전기가 불안정한 지역에 스마트러닝 시스템을 구축

하는 설계문제에서 학생들은 QR코드를 활용하는 정도의 설계

결과를 내었는데 이는 전기가 불안정한 지역에서 전기가 안정

적이어야 구동할 수 있는 스마트러닝시스템을 구축하기는 거

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지의 필요성과 상황을 그대

로 반영하는 것이 학생들의 설계활동에 무조건적으로 긍정적

이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지의 상황을 반영하면서 동시

에 학생들의 설계활동에 적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설계문제와 

설계조건의 난이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적정기술기반 공학설계활동에서 문제 정의 및 공감에 

도움을 주는 ‘비즈니스 캔버스 강의’가 둘째 날에 배치되어 학

생들이 사용자를 공감하고 문제 정의를 함에 있어서 순서가 맞

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디자인 사고의 문제정의를 적정

기술기반 공학설계에 활용하고 강화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

은 방법을 도출하였다. 학생들의 문제정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

하여 제시하는 문제의 구체성과 난이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

다. 또한 단순히 문제를 정의하는 활동에서 벗어나, 비즈니스

를 고려한 문제정의와 같은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정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할당할 필요가 있다. 즉, 비즈니스 캔버

스 활동을 한 후 문제정의를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재구성할 필

요가 있다.   

3) 아이디어 도출(Ideate)

디자인 사고에서 아이디어 도출은 질보다 양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수렴적 사고보다는 확산적 사고를 통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판단과 제한을 금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판단과 제

한은 오로지 사용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적정기술기반 공학설

계에서는 2박 3일의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므로, 학생과 튜

터 모두 아이디어의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

다. 브레인스토밍 시간에 양적인 아이디어 보다 질적인 아이디

어, 즉 해답(solution)을 찾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러

한 이유로 아이디어 도출과정에서  구성원끼리의 평가(팀 활동 

내에서), 튜터들에 의한 평가(Poster presentation, Final presentation

을 통한 평가)가 활발하였다. 사용자(User)의 피드백에 의한 

아이디어 수렴, 발산 과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아이디어 도출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이디어를 제한

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튜터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

한 아이디어 도출은 정해진 해답(Solution)을 찾는 것이 아니

라 ‘아이디어(Idea)를 제시하고 선택하는 것’이라는 점을 학생

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는 Skype 등을 통해 현지 소비자와의 활발한 피드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프로토타입 제작(Prototype)

디자인 사고에서 말하는 프로토타입은 일반 공학에서 사용하

는 프로토타입 용어보다 넓은 의미를 지닌다. 디자인 사고의 

프로토타입은 머릿속 아이디어가 물리적 환경에 표현되는 모

든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학생들은 첫 활동부

터 마지막 활동까지 프로토타입의 연속을 거친다고 말해도 과

언이 아니다. 프로토타입의 궁극적 목적은 사용자에게 아이디

어를 제시하고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이다. 프로토타입 제작에

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보다 많이, 보다 빨리 실패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많은 실패의 과정을 통해 실제 제품개발에서 위험요

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적정기술기반 공학설계의 프로토타입은 튜터에게 평

가(포스터발표, 최종발표) 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디자인 사고에서 제시하는 프로토타입 보다 훨씬 좁은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성공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었다. 

학생들의 프로토타입 제작을 강화하기 위하여 프로토타입 평

가 주체(튜터가 아닌 사용자라는 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심

어주어야 한다. 또한 평가과정에 사용자의 비중을 높여 이러한 

인식이 실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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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프로토타입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

킬 수 있도록, 포스트잇(post-it), 티슈 노팅, 모형 등 쉬운 방

법의 프로토타입을 활용하여 사용자와 상호작용 하는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최종 프로토타입은 동영상, 도면, 그림 파

일 등의 스카이프(Skype)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전달될 수 있는 

유형이어야 할 것이다. 

5) 테스트(Test)

디자인 사고에서 말하는 테스트는 평가의 측면을 띄는 동시

에 지속적인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을 테스트로 이해하기 쉽지만, 디자인 사고의 테스

트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문제를 해

결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적정기술기반 공학설계에서 학생들은 사용자가 아닌 각 분야 

전문가 튜터에게 테스트를 받고 그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전문가는 현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전공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는 경제적, 물리적 이유로 사용자를 평가주체

로 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다.  적정기

술제품 개발에 있어서 단순히 기술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현

지 상황을 함께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또한 설계

활동에서 이루어진 테스트는 비순환적이고 일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튜터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설계결과물을 선발하

는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학생들의 테스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프로토타입 제작과 

마찬가지로 평가의 주체는 튜터가 아닌 사용자라는 점을 인식

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튜터는 평가자가 아닌, 사용자와 학생

들 사이의 중개자의 역할을 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기존

의 비순환적이고 일시적인 테스트에서 순환적으로 지속되는 

테스트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학생들의 적정기술기반 설계활동에서 나타난 디

자인 사고 요소는 무엇인가? 

피코 소수력 개발이라는 주제로 설계활동을 한 수상 팀 A조의 

설계활동을 초기, 중기, 후기로 분류하고 각 설계활동에서 나타

난 디자인 사고 요소와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설계활동은 학생

들이 직접 작성한 설계일지, 발표 PPT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가. 초기 설계활동

초기 설계활동은 1) 브레인스토밍, 2) 전력값 계산 및 피코 

소수력 발전기수 계산, 3)문제해결방안에 대한 마인드맵으로 

구성되어있다. 

1) 브레인스토밍

A조 학생들은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홍수 피해시 안정적인 

지지 장치, 효과적인 프로펠러 작동방식, 유속 보존 방법에 대

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기둥으로 고정시키는 디

자인, 플로팅(floating) 디자인, 도르래형식의 세 가지 디자인을 

고안해 내었고, 각각의 디자인을 구체화 시켰다. 

A조의 조원 한 명이 라오스지역을 방문한 경험이 있었기 때

문에 다른 조에 비하여 공감 요소가 활성화 되었고, 전반적으

로 초기 설계활동에서는 디자인 사고의 초기과정(공감, 문제정

의, 아이디어도출)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전력값 계산 및 피코 소수력 발전기수 계산

학생들은 브레인스토밍 활동을 마친 후, 구체적인 설계모델

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력값과 피코소수력발전기의 수

를 계산하였다. <Fig. 4>과 같은 과정을 통해 경비를 계산하였

고, 최종적으로 경비를 계산하는 과정을 제외하고는 공감 요소

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4 경비 산출 과정과 디자인 사고

학생들이 실제 작성한 경비계산 결과는 다음 <Table 5>과 

같다. 

Table 5 A팀의 경비계산 결과

사용 재료 CR전선

사용 범위
전압 300V이하 (라오스 가정의   정격전압이 220 

V이므로 사용 가능)

직경 전력을   수 백 미터 전송하려면 두꺼운 전선을 써야 함

단가 2000원/m

전선 수량
300m*3EA, 400m*3EA, 500m*4EA, 10m*5EA, 

20m*5EA

총 금액
300m*3EA, 400m*3EA, 500m*4EA,   10m*5EA, 

20m*5EA = 60000*3 + 80000*3 + 100000*4 + 

20000*5+ 40000*5 = 8500000원= 7100 USD

3) 문제해결방안에 대한 마인드맵

문제해결방안에 대한 마인드맵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A팀은 

Lawson의 디자인 사고 과정과 유사한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

났다. <Fig 5>은 학생들이 작성한 마인드맵을 Lawson의 디자

인 사고 과정으로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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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awson의 디자인 사고과정에 따른 A팀의 마인드맵

A조에 설계문제의 제약점은 크게 3가지, 전기 공급, 낙차, 풍

속에 관련된 문제로 나눌 수 있었고, 학생들은 그 중 전기 공급 

문제를 주된 문제(main problem)로 선정하였다. 주된 문제를 

통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재 진술하고, <Fig 6>의 과정을 거쳐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Fig. 6 문제해결방안과 디자인 사고  

위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는 1)피코수력발전기를 지

지대 아래에 설치하여 톱니 바퀴형식으로 돌아가는 자동시스

템, 2)발전기 기둥부분을 여러 조각으로 분리하여 이동과 길이

조절이 간편한 시스템, 3)기둥 내에 고정시키는 플루팅 시스템, 

4)하나의 발전기 내에 세 가지의 프로펠러를 이어 효율을 높이

는 시스템이다. 

나. 중기 설계활동

중기 설계활동은 1)핵심기술 선택과정과 포스터 프레젠테이

션, 2)새로운 접근 모색: 새로운 유속흐름 방식, 3)라오스 주민

을 위한 토목공사로 구성되어있다. 

1) 핵심기술 선택과정과 포스터 프레젠테이션

학생들은 초기 설계활동에서 하나의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했

다. 왜냐하면 하나의 해결책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부에서 떠내려 오는 이물질을 걸러주는 

장치를 설계한다고 했을 때, 유속이 느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

다. 따라서 유속 문제를 보안하기 위해 따로 수로를 설치하는 방

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유입구 부분에서 유속을 보존하기 위

한 댐 설치 및 수로 토목공사에 대한 비용과 기술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였다. 이를 도식으로 정리하면 <Fig 7>과 같다.

Fig. 7 1차 핵심기술 선택과정

그 후 학생들은 <Fig 8>과 같이 유속, 이물질, 프로펠러의 

위치, 홍수피해대비로 문제를 나누고, 피코발전기 자체에서의 

문제 해결과 수로를 통한 문제 해결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러나 

두 방안 모두 각각의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유속과 이물질에 

대한 오류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지 않

은 상황에서 포스터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새

로운 문제접근 방식을 모색하였다.

Fig. 8 2차 핵심기술 선택과정

  1차, 2차 핵심기술 선택과정과 디자인 사고 요소의 관계를 

정리하면 <Fig 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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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핵심기술 선택과정과 디자인 사고

2) 새로운 접근 모색: 새로운 유속 흐름 방식

학생들은 새로운 접근방식을 모색하기 위하여 초기 설계활동

에서 이루어진 브레인스토밍, 자료조사 등을 빠르게 재실시 하

였고, 그 결과, 물이 상부로 빠졌을 때 일반적인 강의 흐름에 

대한 유속이 아닌 회전력에 의한 유속이 생길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부분을 수로시스템과 연관시켰을 때 다량의 발전기

를 한 번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를 도출해내었다. 

도출해 낸 방법은, 초기, 중기 설계활동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했던 유속과 이물질에 대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

법이었고, 더 나아가 홍수피해에 대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

었다. 이 과정을 정리하면 <Fig 10>와 같다. 

Fig. 10 새로운 접근 모색과 디자인 사고

3) 라오스 주민을 위한 토목공사 디자인

최종적으로 고안한 수로발전기를 현지에 설치하기 위해 구체

적인 토목공사 디자인이 필요하였다. 토목공사 디자인에 앞서 

현지의 환경 및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Fig. 

11>은 토목공사 디자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디자인 

사고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Fig. 11 토목공사 디자인 구축과정과 디자인 사고

다. 후기 설계활동

후기 설계활동은 1)최종안 설계 및 프로세스 구축, 2)발표자

료 및 설계도 작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최종안 설계 및 프로세스 구축

최종안을 설계하고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좋

은 설계결과물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현지에서 지속가

능하고 확산 가능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였다. 학

생들은 한 마을을 30가구라고 가정하고 기준 전기세를 토대로 유

지 관리세를 계산하였으며, 한 가구당 3$를 부담하여 한 달 기준 

$90확보를 유지 관리 인건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비즈니스 모델은 이익 창출보다는 지속가능성이 목적인 

모델이다.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은 디자인 사고의 아

이디어 도출 및 Tim Brown이 강조하는 비즈니스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그 과정은 <Fig. 12>와 같다. 

Fig. 12 비즈니스 모델과 디자인 사고

2) 발표 자료 및 설계도 작성

팀 A의 구성원은 건축학, 기계공학, 신소재 공학, 생명화학 

공학 전공 학생들이었다. 팀 내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도 학생

들의 전공별 특징이 영향을 주었다. 건축학을 전공한 학생은 

주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과정에서 설계도면 작성을 전담하

였고, 기계공학, 신소재 공학 전공학생은 소재 단가 및 효율 계

산을 전담하였다. 그리고 생명화학공학 학생은 PPT 제작 및 

발표를 맡았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Table 6>과 같다. 

Table 6 팀 내 구성원 역할 및 설계활동
전공 팀 내 역할 및 활동 내용

건축학

설계도면 작성 및 프로토타입 제작

설계 도면 수로 단면 발전기 부분 평면

기계공학 소재 단가 및 효율 계산

항목 산출근거 금액($)

발전기 500W*6개 600

PE파이프 D=0.5m, L=6m 150

피코 발전기 
지지 드럼통 D=6.6m, H=1m, V=200L, 6개 180

전선 300m*3EA, 400m*3EA, 
500m*4EA, 10m*5EA, 20m*5EA 7,100

신소재
공학

생명화학공학 PPT제작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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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 작성부터 발표자료 준비까지의 과정과 디자인 사고 

요소의 관계를 정리하면 <Fig 13>와 같다. 

Fig. 13 프로토타입 과정과 디자인 사고

라. 전반적인 설계활동과정 요약

A조의 설계 과정을 요약해보면, 브레인스토밍, 전력값 계산 

및 피코 소수력 발전기수 계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마인드

맵 작정, 핵심기술 선택과정과 포스터 프레젠테이션, 새로운 

접근 모색: 새로운 유속 흐름 방식, 라오스 주민을 위한 토목공

사 디자인, 최종안 설계 및 프로세스 구축, 발표 자료 및 설계

도 작성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단계에서 강조된 디자인 사

고 요소(1.공감, 2.문제정의, 3.아이디어 도출, 4.프로토타입, 

5.테스트)를 정리하면 다음 <Fig. 14>와 같다.  

Fig. 14 A조의 설계과정과 디자인 사고 요소

학생들의 설계 과정은 거시적 측면에서 1. 공감, 2. 문제정의, 

3. 아이디어 도출, 4. 프로토타입의 순으로 진행되었지만, 각 

단계 내에서 미시적으로 보았을 때, 일련의 디자인 사고과정을 

거치기보다 디자인 사고요소간의 비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상호

작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가. 적정기술을 활용한 설계교육에서 디자인 사고의 적용

가능성

적정기술기반 공학설계활동 일정과 수상 팀 A의 설계활동을 

분석해본 결과, 디자인 사고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나 기

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사고 요소와 관련된 부분

이 많이 발견되었다. 특히, 수상 팀 A의 설계활동을 통해 발견

된 점은 디자인 사고에서 말하는 ‘공감’ 요소가 설계활동 처음

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학생들의 실

제 설계활동은 공감, 문제정의, 아이디어 도출, 프로토타입 제

작, 테스트의 순차적인 과정을 거치기보다 공감, 문제정의, 아

이디어 도출의 부분적인 과정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

정기술과 공학설계의 특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디자인 사고의 

적용가능성은 매우 높았으며, 디자인 사고를 적정기술 교육에 

적용한다면 사용자에 대한 풍부한 공감능력을 지닌 공학도를 

양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나. 디자인 사고와 지속 및 보급 가능한 적정기술

적정기술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 중 하나는, 제품과 기술

이 ‘얼마나 지속가능하고 보급가능한가?’ 이다. 자체적으로 유

지 가능한 기술,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화를 고려하여

야 한다. 이는 이익창출을 위한 비즈니스화가 아닌, 지속가능

하기 위한 비즈니스화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수상 팀 A의 

활동을 통해 알 수 있었듯이, 좋은 적정기술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공감과 이해

가 필수적이며 이는 디자인사고를 통해 길러낼 수 있다. 디자

인사고를 적정기술 활용 설계교육에 적절히 적용한다면, 효과

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이로 인해 지속 및 보급 가능

한 적정기술이 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2. 제언

가. 튜터의 역할: 튜터링 방법과 정도에 대한 합의

제 8회 소외된 90%를 위한 창의융합설계 아카데미에서는 

26명의 튜터들이 참여하였다. 하지만, 26명의 튜터들의 튜터

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자율적인 튜터링으로 진행되었

다. 참여 시간도 모두 달랐고, 설계활동에 관여한 방식과 정도

가 모두 달랐다. 어떤 튜터는 해결책에 대한 튜터링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어떤 튜터는 학생들이 의미 있는 설계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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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발문 형식의 튜터링을 하기도 하였다. 튜터링 방

식과 정도가 학생들의 설계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튜터링 방법과 정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나. 구체적인 강의 제공 필요

제 8회 소외된 90%와 함께하는 창의융합설계아카데미의 학

생 설문결과를 보면, 광범위한 강의제공보다 각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강의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다. 제 8회 

창의융합설계활동에서 제시된 강의는 캄보디아 물 문제, 적정

기술, 디자인 사고, 라오스 거점센터 사업과 적정기술, 네팔 적

정과학기술거점센터소개를 다루었는데, 학생들은 이보다 더 구

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강의를 듣기 원했다. 

다. 인문사회 팀과의 융합

본 연구에서 다룬 적정기술기반 공학설계는 다양한 전공의 학

생들의 협력하는 다학제간 팀 활동이지만, 아직까지 공학전공 학

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다양한 전공의 공학부학생

들의 팀 활동이라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문사회의 전공 학생들의 참여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개발된 

설계결과를 비즈니스화하고 현지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공학부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부의 학생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앞으로 인문사회학생들과 공학부학생들의 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팀 내의 융합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팀 간의 융합 또한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 사용자(User)에 대한 재정의 필요

디자인 사고는 사용자에 의해 시작되고, 사용자에 의해 마무

리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적정기술을 활용한 

설계활동에서 사용자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적정기술 제

품은 궁극적으로 현지인들이 사용하지만, 현지인들만을 사용자

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한 예로, 라오스의 산간 주민 일부는 

배연장치가 전혀 없는 집에서 불을 피우며 질병에 노출된 채로 

살았지만, 문제점을 인식하지 않고 배연장치 구축에 대한 필요

성을 느끼지 않았다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현지인만을 사용자

로 정의하기보다 현지에 파견된 기술자 또는 적정기술센터 관

계자들까지 사용자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디자인 사고는 소비자의 요구와 만족을 위한 설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도출되는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는 소

수의 소비자를 위한 설계와 다수의 소비자를 위한 설계가 다름

을 시사한다. 디자인사고를 활용한 설계활동을 할 때, 소비자

의 그 규모를 고려하여 정의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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